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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Updates of Pharmacotherapy for Smoking Cessation
Ju Sam Hwang1, Cheol Min Lee2,*
1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Seoul, Korea

The use of tobacco, cigarette smoking in particular, is a leading causal factor of countless deaths and disabilities worldwide. Its widespread prevalence is
a major global concern and is evidenced in various data research which suggests that an estimated 50.6 million US adult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11.1 million Korean adults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using tobacco in 2019.
Tobacco cessation is encouraged both nationally and globally for its clear and rapid health benefits. Today, multiple support medications exist to aid
the quitting process,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varenicline, and bupropion. There are, however, limitations to available pharmacotherapy.
Though the current tobacco treatment guidelines have established its efficacy and safety, pharmacotherapy does not provide smoking individuals
with detailed answers for common questions or case specific questions. As such, now there are strong and updated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practice of pharmacotherapy. These includes using varenicline in place of bupropion and nicotine patches. Conditional recommendations advise
combining a nicotine patch with varenicline rather than using varenicline alone and using varenicline instead of electronic cigarettes. In groups
where standard use of varenicline is not applicable, efficacy and safety of alternative treatment paradigms of varenicline including extending use,
increasing the dose, reduce-to-quit and flexible quit date approach, have been demonstrated. Most evidence presented in this article are cited from
Cochrane reviews, 2018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Expert Consensus Decision Pathway, 2020 American Thoracic Society Documents, and 2021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recommendation on tobacco cessation treatment.
Keywords: Smoking Cessation; Varenicline; Nicotine Replacement Products; Bupropion

으로 인한 사망은 2013년 57,993명에서 2017년 61,723명으로 증가하

서론

였다.3)
흡연은 질병, 장애, 사망과 관련된 예방 가능한 주요 건강위험 요

2019년 미국 성인의 약 20.8%, 5천만명 정도가 담배 사용경험이

인이다.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는 2017년 전 세계적으로 담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있는 성인은 4.5%로 나타났

배사용으로 인한 사망을 약 810만명으로 보고하였다. 710만명은 일

다.4)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9년 35.7%로 지난 20년간 지속

반담배 사용, 7만 6천명은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122만명은 간

적으로 감소하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40–50대 남성 현재

1)

접흡연으로 인한 노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흡연

흡연율은 40%대로 OECD 평균(2018년 15세 이상 남자 매일 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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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다. 성인 남성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물치료까지,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 기법을 통해 포괄적인 근

사용률은 2019년 5.1% 정도이며, 일반 담배와 액상형 또는 궐련형

거를 제공하였다. 이 지침에서 담배 의존은, 반복되는 중재가 필요

5)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중복사용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금연효과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 크게
6)

7)

하고 여러 번의 금연시도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담배를 끊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이 존재하고, 3분 미만의 짧은 의사

나타나며 금연의 건강 이득은 금연 직후부터 시작된다. 금연할 경

의 조언도 금연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연 상담과 약물치료

우 폐암을 비롯하여 구강암, 소화기계 암(식도, 위, 대장)과 방광암,

는 개별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병행했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더 있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의 암 발생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경우 금연상담과 약물치료를 함께 제공할

또한 10–15년간 계속 금연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은 지속 흡연자에

것을 권유하고 있다.14)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8) 심뇌혈관 질환 발생

그 이후 개별 학회에서도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권고안을 발

위험은 완전히 금연할 때 감소되며, 흡연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위

표하였다. 2016년 미국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험이 감소되지 않는다.9)

(NCCN)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15) 을 발표했고, 2018년

흡연자가 금연하기 어려운 1차적인 이유는 니코틴 의존에 의한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CC)에서 심혈관 질환 환자 군을 대

금단증상과 흡연욕구 때문이다. 하지만 약물치료를 통해 금연 성공

상으로 한 지침을 발표했다.16) 유럽 권고안으로는 2020년 European

률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금기사항에 해당되지 않

Network for Smoking and Tobacco Prevention (ENSP)에서 발표한 권고

는 모든 흡연자에게 약물치료를 권유해야 한다.

안17)이 있고, 같은 해 미국 American Thoracic Society (ATS)는 금연치

이번 글에서는 2008년 발표된 미국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후 발

료에서 중요한 7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ATS 권

표된 기존 학회와 단체들의 지침을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먼저 금연

고안의 주요 내용에는, 금연의 1차 치료 약물로 사용되는 니코틴 대

의 1차 치료 약물 선택과 병합요법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한 대상인

체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y, NRT), 바레니클린(varenicline), 부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 여성과 임산

프로피온(bupropion)의 단일요법과 병합요법에서 처방 시 우선순위

부에서의 금연, 마지막으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를 정하고 그 효과를 비교한 것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금연을 위해

담배를 피우는 경우의 금연치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용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효과적인지, 그리고 정신질환자
에서 약물치료에 대한 이슈도 포함했다.18) 한편, 미국 질병예방특별
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USPSTF)는 임산부를 포함

본론

한 성인의 금연 약물치료 권고안을 2021년 1월 발표하였다.19)
1. 금연 임상 진료지침

금연 진료에 활용되는 임상진료지침은 일차의료 의사에게 실질적

2. 금연 1차 약물치료

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3년 채

금연 치료약으로 미국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약물은 니코틴 대체

택한 국제 조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요법으로 5가지(제형에 따라 패치, 정제, 껌, 흡입기, 비강 스프레이)

Tobacco Control, FCTC)을 통해, 각국은 최선의 과학적 근거 및 우

가 있으며, 경구약으로는 바레니클린과 부프로피온 서방정이 있다.

수사례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담배 의존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상기 약제들은 금연 1차 치료약물로 사용되고 있다(Table 1).16,20)

도록 하였다.10) 국가별 권고안을 조사한 2017년 연구에 의하면, 미

2016년 코크란(Cochrane) 리뷰에 의하면, 간단한 금연조언과 비교

국, 영국, 호주 등 39개국에서 국가 금연진료지침을 개발 및 공개하

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적어도 6개월 후 성공적으로 금연할

11)

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는 국가 금연 진료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70%–100% 증가한다.21)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에 등록된 권고안은 대한가정의학회(2005
년)12)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2017)13)가 개발한 개별 학회 임상 지
침뿐이다.

1) 니코틴 대체요법

니코틴 대체요법은 담배를 통해 니코틴을 공급받던 전달방식을

대표적인 해외 금연 진료지침으로는 2008년 미국 정부( U.S.

일시적으로 다른 방법(니코틴 패치나 껌 등)으로 대체하여 흡연 욕

Department of Human & Health Services, USDHHS)에서 발간한

구와 금단증상(불안, 집중력 감소, 체중증가, 수면장애 등)을 줄여

‘Treating Tobacco Use and Dependence: 2008 Update. Clinical Practice

금연 성공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흡연에 비해 니코틴의

Guideline’ 이 있다. 이 지침은 금연치료의 기본 원칙부터 상담과 약

체내 흡수 속도가 느리고, 혈중 최고 농도가 낮게 유지되므로 흡연

14)

404

www.kjfp.or.kr

Korean J Fam Pract. 2021;11(6):403-414

KJFP

황주삼, 이철민. 금연약물치료의 최신지견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Table 1. FDA-approved smoking cessation medications (drugs on the market in Korea;16) 1st line Medications for Tobacco Cessation Treatmenta)
Drug

Dosing Instruction Administration

Common side effects

Nicotine patch

Starting dose
■ 21 mg: ≥10 cigarettes/d
■ 14 mg: <10 cigarettes/d
■ After 6 weeks, option to taper to lower doses for 2–6 weeks.
■ Use ≥3 months.
■ After 6 weeks, continue original dose or taper to lower doses (either option
acceptable)

■S
 kin irritation
■T
 rouble sleeping
■V
 ivid dreams

Nicotine lozenge

■ 4 mg: time to 1st cigarette ≤30 minutes
■ 2 mg: time to 1st cigarette >30 minutes
■U
 se ≥3 months
■P
 lace between gum and cheek, let it melt slowly.
■U
 se 1 piece every 1–2 hours (Max: 20/d).
■ May be added to patch to cover situational cravings.

■ Mouth irritation
■ Hiccups
■ Heartburn
■ Nausea

Nicotine gum

■ 4 mg: time to 1st cigarette ≤30 minutes
■ 2 mg: time to 1st cigarette >30 minutes
■ Use ≥3 months
■ Chew briefly until mouth tingles, then ‘park’ gum inside cheek until tingle fades.
Repeat chew-and park each time tingle fades.
■ Discard gum after 30 minutes of use.
■ Use ~1 piece per hour (Max: 24/d)

■ Mouth irritation
■ J aw soreness
■ Heartburn
■ Hiccups
■ Nausea

Varenicline

■ Days 1–3: 0.5 mg/d
■ Days 4–7: 0.5 mg twice a day
■ Day 8+: 1 mg twice a day
■ Use 3–6 months
■ Start 1–4 weeks before quit date
■ Take with food and a tall glass of water to minimize nausea
■ Quit date can be flexible, from 1 week to 3 months after starting drug

■ Nausea
■ Insomnia
■ Vivid dreams
■ Headache

Bupropion sustained release (SR)

■ 150 mg/day for 3 days, then 150 mg twice a day
■ Use 3–6 months
■ Start 1–2 weeks before quit date
■ May lessen post-cessation weight gain while drug is being taken.
■ Because of previous FDA boxed warning (now removed), many patients fear
psychiatric adverse events, even though they are no more common than with other
cessation medications.

■ Insomnia
■ Agitation
■ Dry mouth
■ Headache

a

All are FDA-approved as smoking cessation aids and listed as a 1st line medication by U.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iore et al., 2008).20)
Revised from the article of Barua et al. (J Am Coll Cardiol 2018; 72: 3332-65).16)

으로 인한 쾌락감은 대체할 수 없지만 보상효과는 감소시킬 수 있
다.

문에 보편적으로 껌이나 정제보다 먼저 처방되는 경향이 있다.
각 니코틴 대체제는 니코틴 농도에 따라 여러 강도의 제형들이 존

미국에서 패치, 껌, 정제는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

재하는데,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흡연자들은 고농도 제품을 사용할

지만 비강 스프레이나 흡입기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것을 권한다. 니코틴 패치 21 mg은 14 mg보다 금연성공률이 더 높

있다. 국내에서는 껌과 패치, 정제만 시판되고 있다. 니코틴 패치를

게 나타났으며(RR, 1.48; 95% CI, 1.06–2.08) 니코틴 껌 4 mg은 2 mg

부착하면, 피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니코틴을 방출하며 금단증상을

보다 금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RR , 1.43; 95% CI,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껌이나 정제는 패치보다 니코틴 흡수 속도가

1.12–1.83).23) 금연시작일 전부터 니코틴 대체요법을 미리 사용하는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금단증상 해소에 좀더 효과적이다.

것도 금연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R, 1.25;

니코틴 대체요법의 6개월 금연성공률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위

95% CI, 1.08–1.44).23) 니코틴 패치는 12주에 걸쳐 점차 감량하는 용

약 또는 니코틴 대체요법 비사용자에 비해 1.55배 높게 나타났다

법으로 시판되고 있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량 감량이 금연성공

(risk ratio [RR], 1.55; 95% confidence interval [CI], 1.49–1.61). 장기간

률을 개선시키지 않으므로 용량 조절은 금연시도자의 상황에 따라

금연성공률은 니코틴 대체제 제형마다 비슷하게 나타나며, 속효성

적절히 선택할 수 있겠다.24)

22)

제제(껌, 경구 스프레이, 흡입제) 내에서 금연효과도 큰 차이가 없는
23)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니코틴의 교감신경 자극효과로 인한 맥박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금연자의 기호를 반영하여 니코틴 대

과 혈압의 상승, 심장 두근거림, 불면증, 두통, 구역 또는 소화 장애

체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겠다. 패치는 약제 순응도가 가장 좋기 때

가 나타날 수 있으며, 패치의 경우 피부 발적과 알레르기를 유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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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니코틴 대체요법 장기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
다. 국내에서는 최근 2주 이내에 급성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이
24)

피온 서방정보다 금연성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2).
바레니클린 복용법은 표준용법(standard use) 이외, 용량과 기간에
따라 장기 유지법(extending use), 점진적 금연법(reduce-to-quit), 유연

있는 경우에,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 금연법(flexible quit date), 저용량 용법( low-dose), 고용량 용법
(high-dose)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흡연자 개별상황에 맞추어 유

2) 부프로피온 서방정

부프로피온은 신경 말단에서 도파민(dopamine)과 노르에피네프

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31)

린(norepinephrine)의 재흡수를 차단하며 니코틴 수용체의 길항제로

표준용법(standard use)은 바레니클린 복용을 금연 1주전부터 시

작용하는 약물이다. 처음에는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금연

작하여 1–3일은 0.5 mg을 하루 한 번 복용하고, 4–7일은 0.5 mg을

에 대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미국 식약처로부터 최초의 비니코틴성

하루 두 번 복용하면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8일째부터 금연을

금연약물로 승인 받았다. 메타분석 결과 부프로피온 서방정의 6개

시작하면서 1.0 mg을 하루 두 번 복용한다. 총 투여기간은 12주이며

월 금연성공률은 위약 또는 약물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64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유지요법으로 6개월–1년까지 연장할 수

배 높게 나타났다(RR, 1.64; 95% CI, 1.52–1.77).26)

있다.28) 바레니클린은 상황에 따라 표준요법 이외 아래의 몇 가지 대

25)

복용은 금연예정일 1–2주 전부터 시작하는데, 처음 3일간 하루

체 복용법도 가능하다.31)

한 알(150 mg)을 오전에 투여하고, 4일째부터 한 알(150 mg)을 하루

바레니클린의 장기간 사용(extending use)은 금연유지와 흡연 재

2회 복용한다. 또는 처음 6일 동안 한 알(150 mg)을 하루 한 번 복용

발방지에 효과가 있었다. 바레니클린을 복용하며 12주 후 금연에 성

한 후 7일째부터 하루 두 번 복용한다. 적어도 7주 이상 사용하며,

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레니클린을 12주 추가적으로 복용한 군

약 중단 후 흡연 욕구가 큰 사람에게는 장기간 유지요법으로, 하루

과 위약군의 금연 유지율을 비교하였다. 결과 13–24주 금연 유지율

150 mg을 금연 후 6개월까지 처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은 70.5% vs. 49.6% (odds ratio [OR], 2.48; 95% CI, 1.95–3.16; P<0.001),

인체 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정이므로 분할하거나 씹어서

13–52주 금연 유지율은 43.6% vs. 36.9% (OR, 1.34; 95% CI, 1.06–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불면, 입마름, 신경

1.69; P=0.02)로 바레니클린 추가 복용군에서 더 높은 금연 유지율

과민, 두통 등이 있다. 경련과는 용량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데, 경련

을 보고하였다.32) 목표 금연일에 금연하지 못한 흡연자의 경우 재흡

의 빈도는 하루 복용량이 300 mg일 경우 약 0.1% (1/1,000)이며, 권

연 위험성이 더 높은데, 이 경우엔 바레니클린을 좀 더 길게 복용하

고하는 최대용량인 400 mg/d의 경우 0.4% (4/1,000)로 보고된다.

는 것이 금연유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33)

27)

처방이 금기시되는 경우는 경련질환의 병력, 중추신경계 종양, 대식

점진적 금연법(reduce-to-quit)은 흡연자가 아직 금연할 준비가 되

증이나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병력, 알코올 혹은 벤조디아제핀계

지 않았거나 단번에 금연을 시작하기 어려울 경우 시도할 수 있다.

( benzodiazepine) 신경안정제를 갑작스럽게 중단한 경우, 모노아민

흡연자는 바레니클린을 총 24주간 계속 복용하면서 4주 차까지 흡

산화효소 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 MAOI) 동시 투여 등

연량을 50% 이상 줄이고 8주 차까지 추가로 흡연량을 50% 이상 줄

이며, 18세 이하 청소년과 임산부에서는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이면서 12주 차까지 완전한 금연을 시도한다. 한 연구에서는 바레니

16,28)

클린을 복용하며 점진적 금연법을 시도한 흡연자의 금연 지속율

않았다.

(continuous abstinence rate, CAR)은 위약에 비해 15–24주에 4.6배,
3) 바레니클린

바레니클린은 뇌의 α4β2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nicotinic

21–52주에 2.7배 더 높게 나타났다.34) 하지만 점진적 금연법과 표준
요법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다.

acetylcholine receptor)에 대한 부분적 항진 및 억제효과를 모두 나타

유연한 금연법(flexible quit date)은 바레니클린 약물을 시작한 후,

낸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 흡연을 할 때는 도파민 보상작용이

금연시작일(target quit date, TQD)을 복용시작 8일째가 아닌 흡연자

일어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금연 시에는 니코틴 수용체를 자

의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정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복용시작일

극하여 도파민을 방출시켜 금단 증상과 흡연욕구를 효과적으로 억

기준 8일–35일 안에 정할 것을 권유한다. 한 연구에서는 바레니클린

29)

제할 수 있다.

2016년 코크란 리뷰에서 바레니클린의 금연효과는 위약보다 2.24
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RR, 2.24; 95% CI, 2.06–2.43).30) 금연 약
물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패치나 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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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연한 금연법 사용 시 9–12주 차 금연 지속률이 위약대비 5.9배
높은 것으로(OR, 5.9; 95% CI, 3.7–9.4) 보고되었다.35) 하지만 유연한
금연법과 표준요법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다.
저용량 용법(low-dose)은 오심 등의 이유로 표준용법 복용을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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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recommendations from The American Thoracic Societ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obacco-dependent adults May 202018)
Initial medication choice

■ Varenicline vs. Nicotine patch
●F
 or tobacco-dependent adults in whom treatment is being initiated, we recommend varenicline over a nicotine patch (strong
recommendation, moderate certainty in the estimated effects).47-49)
● Benefits: Compared with a nicotine patch, varenicline increased long-term abstinence, measured as 7-day point prevalence
abstinence at 6-month follow-up (RR, 1.20; 95% CI, 1.09–1.32)
●H
 arms and burdens: Varenicline likely reduced the risk of SAEs compared with a nicotine patch (RR, 0.72; 95% CI, 0.52–1.00)
●V
 arenicline may also reduce relapse at the end of follow-up compared with a nicotine patch (HR, 0.93; 95% CI, 0.78–1.11)
■ Varenicline vs. Bupropion
● For tobacco-dependent adults in whom treatment is being initiated, we recommend varenicline over bupropion (strong
recommendation, moderate certainty in the estimated effects).18)
● Benefits: Varenicline increased the 7-day point-prevalence of tobacco abstinence at 6-month follow-up compared with
bupropion (RR, 1.30; 95% CI, 1.19–1.42)
● Harms and burdens: Varenicline treatment probably reduced the risk of SAEs compared with bupropion (RR, 0.81; 95% CI,
0.57–1.16)

Potential modifications

■ Varenicline plus a nicotine patch vs. varenicline alone
● For tobacco-dependent adults in whom treatment is being initiated, we suggest varenicline plus a nicotine patch over
varenicline alone (conditional recommendation, low certainty in the estimated effects).
● Benefits: Varenicline plus a nicotine patch significantly increased abstinence compared with varenicline alone, measured as
7-day point-prevalence abstinence at 6 months or later, when assessed by self report and confirmed by eCO (RR, 1.36; 95% CI,
1.07–1.72)43,44)
● Harms and burdens: Varenicline plus a nicotine patch may increase the risk of SAEs slightly compared with varenicline alone (RR,
1.06; 95% CI, 0.27–4.05)42-45)

Important patient-level
moderators

■ Varenicline vs. electronic cigarettes
● For tobacco-dependent adults in whom treatment is being initiated, we suggest varenicline over electronic cigarettes (conditional
recommendation, very low certainty in the estimated effects).
●B
 enefits: varenicline might lead to an increase in point-prevalence abstinence during treatment at 3 months when compared
with electronic cigarettes, but the evidence is very uncertain (RR, 1.10; 95% CI, 0.73%–1.60%)18)
●H
 arms and burdens: The indirect evidence showed that varenicline might decrease the RR of SAEs compared with electronic
cigarettes, but the evidence is very uncertain (RR, 0.32; 95% CI, 0.071–0.82)43,44)
■ Initiating varenicline in adults even if they are unready to quit
● In tobacco-dependent adults who are not ready to discontinue tobacco use, we recommend that clinicians begin treatment
with varenicline rather than waiting until patients are ready to stop tobacco use (strong recommendation, moderate certainty in
the estimated effects).
●B
 enefits: More smokers were able to stop smoking when treated with varenicline, despite initial reluctance. Using 7-day point
prevalence abstinence at 6 months after treatment, varenicline increased abstinence compared with waiting for affirmation of
readiness (RR, 2.00; 95% CI, 1.70–2.35)
●H
 arms and burdens: Varenicline likely increased SAEs associated with treatment (RR, 1.75; 95% CI, 0.98–3.13)

Maintenance

■ Extended-duration (>12 wk) vs. standard-duration (6–12 wk) therapy
● For tobacco-dependent adults for whom treatment is being initiated with a controller, we recommend using extended-duration
(>12 wk) over standard-duration (6–12 wk) therapy (strong recommendation, moderate certainty in the estimated effects).
● Benefits: Compared with standard duration controller therapy, extended duration therapy probably increased abstinence at
1-year follow-up, measured as 7-day point-prevalence abstinence, (RR, 1.22; 95% CI, 1.07–1.39), and reduced relapse assessed
at 12 to 18 months after initiation of therapy (HR, 0.43; 95% CI, 0.29–0.64)
●H
 arms and burdens: Compared with standard-duration controller therapy, extended-duration therapy probably increased SAEs
slightly (RR, 1.37; 95% CI, 0.79–2.36)

RR, risk ratio;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SAEs, serious adverse events; eCO, exhaled carbon monoxide.
Revised from the article of Leone et al. (Am J Respir Crit Care Med 2020; 202: e5-31).18)

어하는 흡연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바레니클린 저용량 용법의 금연

을 50% 이상 줄이지 못하고 오심 증상이 심하지 않은 흡연자 군에

한 연구에서

서 하루 5 mg까지 용량을 증량하였다. 결과 금연성공률은 위약군

는 0.5 mg을 하루 2회 복용하며 12주간 관찰했는데, 9–12주 차 금연

대비 금연 1, 4, 12주 차 때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오심과 구토 부

지속률은 위약과 비교 시(44.0% vs. 11.6%, P<0.001) 높게 나타났으

작용은 증가하였다.39)

36-38)

효과는 여러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평가되었다.

며, 표준용법에 비해 오심 발생도 감소하였다.38) 바레니클린 저용량

흔한 이상반응으로는 오심, 생생하거나 이상한 꿈, 변비, 구토 등

용법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위약대비 금연 52주째 RR은 2.08 (95%

이 보고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복용 초기에 용량을 점진적

CI, 1.56–2.78)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준용법의 금연효과가 저용량

으로 조절하거나 음식,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할 때 감소할 수

용법보다 금연성공률이 25% 높다(RR, 1.25; 95% CI, 1.00–1.55).

있다. 바레니클린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심각한 신손상

30)

고용량 용법(high-dose)과 관련된 한 연구에서는, 목표 금연일 3주

시(estimated creatinine clearance<30 mL/m) 0.5 mg 하루 1회로 복용

전부터 바레니클린 표준용법으로 복용을 시작하여 12일째 흡연량

을 시작하고 최대용량 0.5 mg 하루 2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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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환자의 경우 최고용량은 0.5 mg 하루 1회 가능하다. 간기능
40)

(2) 니코틴 대체제와 부프로피온 서방정의 병합요법

손상환자에서 용량조절은 불필요하다. 바레니클린과 관련된 심혈

니코틴 대체제와 부프로피온 서방정은 기전이 서로 다르기 때문

관계, 정신질환자 관련된 주제는 아래 특수상황에서의 금연치료 부

에 병합요법 시 단독 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다만, 2020

분에서 언급하겠다.

년 발표된 코크란 리뷰에 의하면, 부프로피온 서방정과 니코틴 대체

2021월 7월 2일 화이자는 자체 바레니클린 성분 함유 의약품에서

제 병합요법은 니코틴 대체제 단독요법에 비해 6개월 금연 성공률에

니트로자민(nitrosamine) 계열 불순물인 N-nitroso-varenicline (NNV)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RR, 1.19; 95% CI, 0.94–1.51) 근거수준이

이 포함되어, 바레니클린(북미 상품명 Chantix) lot 9종을 유통 전 단

낮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26)

계에서 자진 회수하였다. 추가 조사 후 9월 17일 Chantix 로 유통 중

(3) 바레니클린과 니코틴 대체제의 병합요법

인 모든 약제의 유통을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였다. FDA는 NNV의

바레니클린은 뇌의 α4β2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부분

1일 섭취 허용량은 37 ng/일로 설정하고, 생산공정 수정에 필요한

적 항진 및 억제효과를 통해 금단증상과 니코틴 갈망을 줄여준다.

시간을 고려하여 당분간 바레니클린 의약품에 대해 NNV 185 ng/

따라서 바레니클린과 니코틴 대제제 병합요법은 부가적인 이득이

일 이하의 제품만 출하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성 있는 규제를 적용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임상 연구들에서 추가적인 이득이 있는

하기로 하였다. FDA는 금연으로 인한 이득이 nitrosamine 불순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레니클린, 니코틴 대체제가 α4β2 니코틴

인한 발암 위험보다 더 크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금연을 위해 바레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서로 다른 결합 친화도, 기능적 능력을 가질

니클린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금연치료약을 다른 것으로

가능성을 시사한다.18)

교체하기 전까지 지속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다.41)

바레니클린과 니코틴패치 병합요법은 바레니클린 단독요법에 비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9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해 추적관찰 6개월 후 금연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RR, 1.36; 95%

에서 NNV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 바레니클린 의약품에서

CI, 1.07–1.72).43,44) 하지만, 바레니클린 단독요법에 비해 부작용 발생

NNV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검출(16.70–1,849 ng/일)됐으며, 인체영

가능성이 경미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RR, 1,06; 95% CI, 0.27–

향 평가 결과 건강 영향 우려는 매우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4.05) (Table 2).43-45)

NNV가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바레니클린 제품에서 검출됨에 따라

(4) 바레니클린과 부프로피온 서방정의 병합요법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 평가, NNV 1일 섭취 허용량 설정, 복용 환

바레니클린과 부프로피온 서방정의 병합요법은 우선적으로 권고

자 안내사항 등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되지는 않는다. 2014년에 발표된 부프로피온 서방정과 바레니클린

식약처에서도 NNV 1일 섭취 허용량과 한시적 출하 허용기준을 미

병합요법 연구 결과, 12주 금연 성공률은 병합요법 군의 53.0%, 바레

국 등 해외 규제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37 ng/일, 185 ng/일로 각각

니클린 단독요법 군의 43.2%로 병합요법의 금연 성공률이 1.49배 더

설정하였다. 이미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는 임의로 중단

높게 나타났다(OR, 1.49; 95% CI, 1.05–2.12). 하지만 1년 금연 성공

하지 말고, 계속 복용하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필요성 등을 반

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OR, 1.39; 95% CI, 0.93–2.07), 병합요
법 군에서 불안(7.2% vs. 3.1%; P=0.04)이나 우울증상(3.6% vs. 0.8%;

42)

드시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P=0.03)이 더 많이 보고되었다.46) 2020년 코크란 리뷰에서는 부프로
4) 병합요법

피온과 바레니클린의 병합요법은 바레니클린 단독요법에 비해 6개

(1) 니코틴 대체제 병합요법

월 금연 성공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RR , 1.21; 95% CI,

니코틴 대체제 병합요법으로는 니코틴 패치와 함께 속효성 제제

0.95–1.55), 근거가 부족하므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26)

인 껌이나 정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병합요법의 장기간
금연율은 단일 제형 단독사용과 비교했을 때, 금연에 더욱 효과적

5) 금연 1차 약물의 선택과 처방기간

인 것으로 나타났다(RR, 1.25; 95% CI, 1.15–1.36). 현재 니코틴 대

2020년 미국흉부학회 가이드라인18)에서는 금연 약물치료를 처음

체제 병합요법은 표준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16) 니코틴 대체제 병

시작하는 경우, 단일요법과 병합요법의 우선순위에 대해 제시하고

합요법의 사용기간에 따른 금연 성공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있다. 임상의가 금연 약물처방 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23)

23)

로 나타났는데 근거 수준이 낮으므로 보다 높은 근거의 연구결과

가지 핵심내용들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18,47-49)

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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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액상형 전자담배(금연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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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1년 발표된 코크란 그룹의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도(무작위

액상형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는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을 배

대조군 연구 29개를 포함한 56개 연구), 니코틴 대체 요법에 비해 액

터리로 가열해 발생한 기체를 마시는 전자식 기구로, 2003년 중국에

상형 전자담배 사용 군에서 금연 성공률이 69% 높은 것으로 보고

서 처음 시판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이코스

하고 있다(RR, 1.69; 95% CI, 1.25–2.27).51) 반면, 2021년 1월 USPSTF

(IQOS), 글로(Glo), 릴(Lil)이라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

는 5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채택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

배(heated tobacco product)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전자담배로 분류하

효과를 평가하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득과 위험의 균형을

고 있으나,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담뱃잎을 직접 사용하는 담배로

판단할 때 근거가 불충분하다(insufficient)고 하면서, 효과와 안전성

전자담배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다만, 특별하게 제조된 담배를

이 입증된 기존 금연치료 약물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19)

섭씨 350도의 온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마시는 형태로, 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

반담배가 섭씨 650도의 온도에서 불완전 연소되는 것과 차이가 있

작용 사례가 있다. E-cigarette or Vaping-Associated Lung Injury

다. 현재까지 전자담배로 금연 효과를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는 액

(EVALI)라고 명명된 급성 호흡기 질환이 미국에서 2019년 봄부터

상형 전자담배에 국한된다.

2020년 2월까지 2,807명이 발생했고, 이 중 68명이 사망했다.52) 청소

많은 임상 실험 연구들에선,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금연

년과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례는 비공식적인 경

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충분한 안전성과 효과가

로로 구매한 마리화나를 액상형 전자담배 기구로 피운 것으로 확인

입증되기까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담배를 끊기 위

되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마리화나에 포함된 Vit E acetate를 원

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중복

인 물질로 지목하였지만, 액상에 들어 있는 다른 성분이 원인일 가

사용자(dual user)가 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끊지 못하는 경우로

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이어져 니코틴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액

대한 사용 중지가 권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상형 전자담배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액상형

량은 전체 담배 시장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전자담배도 완전히 끊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866명의 영국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2019년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발표되었다.50)

3. 특수 상황에서의 금연 치료
1) 정신 질환자

2세대 액상형 전자담배와 니코틴 대체요법(대조군)을 비교하여 1년

바레니클린이 시장에 출시된 2006년 이후, 약제와 관련된 신경정

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군(18.0%)이 대조

신과적 문제들(우울증, 정신병, 자살 등)이 미국 식약처에 보고되었

군(9.9%)에 비해 금연 성공률이 1.83배 높았다(RR, 1.83; 95% CI,

고 정신 질환자들에게 바레니클린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1.20–2.58). 하지만, 1년 동안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중, 중재 기간인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 식약처는 2009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바레니

12주를 넘어 두 가지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비율엔 차이가

클린 라벨에 black box warning으로 표기하였으나, 2016년 Evaluating

있었다. 니코틴 대체요법을 사용한 대조군에서는 단 9%만 1년 동안

Adverse Events in a Global Smoking Cessation Study (EAGLES) trial 결

니코틴 대체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군

과가 발표된 이후 이를 제거한 바 있다. EAGLES trial의 참가자 약

은 80%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부작용으로 조사된 기침과

8,000여명 중 절반 이상의 참가자는 경도에서 중등도의 정신과적 질

가래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환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결과 신경정신과적 합병증은 니코틴 대체

Table 3. Summary of recommendations from The American Thoracic Societ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obacco-dependent adults with a comorbid psychiatric condition May 202018)
■ For tobacco-dependent adults with comorbid psychiatric conditions, including substance-use disorder, depression, anxiety, schizophrenia, and/or bipolar
disorder, for whom treatment is being initiated, we recommend varenicline over a nicotine patch (strong recommendation, moderate certainty in the estimated
effects).
●B
 enefits: Compared with a nicotine patch, varenicline increased eCO-confirmed 7-day point-prevalence abstinence assessed at 6-month follow-up (RR, 1.31;
95% CI, 1.12–1.53)
●H
 arms and burdens: Our systematic review suggested that varenicline may decreased the risk of SAEs slightly compared with a nicotine patch (RR, 0.95; 95%
CI, 0.54–1.67)
eCO, exhaled carbon monoxide; RR, risk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SAEs, serious adverse events.
Revised from the article of Leone et al. (Am J Respir Crit Care Med 2020; 202: e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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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 또는 위약과 비교 시 바레니클린 처방 군에서 더 높게 나타나
53)

코틴 농도는 보통 흡연하는 경우보다 매우 낮으며, 흡연 시 발생하

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신경정신과적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 처

는 연소생성물로 인한 위해도 없다. 심혈관 질환자에서 금연 약물치

방 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Table 3).

료로 니코틴대체요법을 사용했을 때 위약군과 비교 시 심혈관 질환

18)

과 관련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55-58) 이와 관련한 메타분석에
2) 심혈관 질환자에서 금연 약물치료

서 빈맥, 부정맥이 보고되었으나 이는 니코틴의 교감신경흥분제 역

(1) 안정된 심혈관 질환을 가진 외래환자

할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주요 심혈관 사건(사망, 심근경색, 뇌졸

1차 약물치료로 바레니클린 또는 니코틴 대체제 병합요법(패치와

중)은 보고되지 않았다.59) 2018년 미국심장학회에서는 니코틴 대체

껌 또는 정제)을 권유한다. 2차 치료로 부프로피온 또는 니코틴 대

요법이 해롭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흡연의 위해성보다

체제 단독요법을 권유한다(Table 4).

는 매우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니코틴 대체요법이

(2)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입원한 환자

급성심근경색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특히 2주 이내에 심

16)

입원 당시, 니코틴 금단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니코틴 패치 또는

뇌혈관계 질환을 앓았거나 심한 부정맥이나 불안정 협심증을 앓고

니코틴 대체제 병합요법(패치와 껌 또는 정제)을 사용할 수 있다. 퇴

있는 흡연자에게는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28,60) 따라서 심

원 시, 니코틴 대체제 병합요법 또는 바레니클린을 처방할 수 있다.

혈관 질환자에서 니코틴 대체요법 처방 시에 위험성을 개별화할 필

입원 당시 바레니클린을 처방할 것인지, 퇴원 시에 처방할 것인지

요가 있다.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Table 4).16) 2018년 미국

② 부프로피온 서방정

심장학회에서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입원한 경우 니코틴 대체

부프로피온이 안정된 심혈관 질환을 가진 흡연자에게는 금연에

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효과적이지만,61)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금

는 2주 이내 급성 심뇌혈관질환과 관련 있는 흡연자에게는 주의하

연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입원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금연

여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므로 위험성을 개별화하여 적용할 것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CATS study (Study To Evaluate Cardiac

을 권유한다.

Assessments Following Different Treatments Of Smoking Cessation

(3) 심혈관 질환자에서 금연의 1차 약물 선택

Medications In Subjects With And Without Psychiatric Disorders)를 통

① 니코틴 대체요법

해 심혈관 환자에게 부프로피온을 처방하는 것은 니코틴 대체요법

니코틴은 잠재적으로 관상동맥을 수축시킬 수 있고, 부정맥, 인

또는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

슐린 저항성, 혈관 내피세포 기능부전과 심근 섬유증을 유발할 가

것으로 나타났다.62)

능성이 있다.54) 하지만 니코틴 대체요법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니
Table 4. Summary of recommendations from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Guideline 2018 for smoking cessation in patients with CVD16)
Outpatient with stable CVD

Inpatient with ACS

1st line

■V
 arenicline
OR combination NRTa

■ In-hospital to relieve nicotine withdrawal:
Nicotine patch
OR combination NRTa
■ At discharge: Combination NRT
OR vareniclineb

2nd line

■B
 upropion
OR single NRT product

■A
 t discharge:
Single NRT product

3rd line

■ Nortriptylinec

Bupropiond

If single agent is insufficient to achieve
abstinence

Combine categories of FDA-approved drugs:
■ Varenicline+NRT (single agent)
■ Varenicline+Bupropion
■ Bupropion+NRT (single agent)

NA

ACS, acute coronary syndromes; CVD, cardiovascular disease;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I, myocardial infarction; NRT,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NA, not applicable.
a
Combination NRT comprises a nicotine patch plus the patient’s choice of nicotine gum or lozenge or inhaler or spray. bSome committee members planning to use varenicline would start it in-hospital; others would not start until discharge. Regardless, continue nicotine patch or short-acting form for 1 week to manage nicotine withdrawal symptoms during up-titration of varenicline dose. cNortriptyline is not FDA-approved for smoking cessation indication and there are few data on use in patients
with CVD. dBupropion is listed as 3rd line because of no evidence of efficacy when started during hospitalization for acute ACS or acute MI. However, there are no special safety concerns for bupropion in this setting.
Revised from the article of Barua et al. (J Am Coll Cardiol 2018; 72: 3332-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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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레니클린

정하기 어려웠다.17,19,69)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보다는 니코틴 대체제

Evaluation of Varenicline in Smoking Cessation for Patients Post-Acute

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

Coronary Syndrome (EVITA trial)에서는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에 따라, 영국과 일부 학회에서는 의사의 감독하에 작용 시간이 짧

입원한 환자들에게 바레니클린을 처방하였고 12주 이후 금연 성공

은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사탕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

률을 위약군과 비교하였다. 결과 바레니클린 복용군의 금연성공률

용하고 있다.70,71) 국내에서 임산부에서 금연 목적으로 승인된 약물

이 위약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52주 후에도 유지되

은 없다.

었다(금연 유지율 39.9% vs. 29.1%).

63,64)

하지만 심혈관 관련 부작용

발생은 니코틴 유사 효과로 인해 바레니클린 복용 군에서 더 높게

4) 신종담배 사용자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들에서 바레니클린과 관련된 심혈관 관련 부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또한 니코틴 의존을 야기하

작용 발생이 의미가 없게 나타난 연구들도 있고, 유의미하게 높았다

므로 담배 사용 장애(tobacco use disorder)라는 진단명에 해당된다.

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65,66) 하지만 CATS trial의 약 8,000명의 흡

따라서, 모든 종류의 담배는 끊도록 권유하며, 일반담배에 준하는

연자들에서 다른 약제들(부프로피온, 니코틴 패치, 위약)과 비교 시

금연상담과 약물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약물치료에 대해 잘 디자인

바레니클린에서 유의미한 심혈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된 임상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국 질병관리본부 및 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안정된 심혈관 질환 또는

문가들은 기존 1차 치료 약물을 신종담배 사용자에서도 사용하는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에게 주의를 가지고 바레니클린을 처

것을 권유하고 있다.72) 일반담배와 신종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중복

방하는 것은 안전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사용자들은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73) 이러한 중복
사용자에서도 기존 효과가 입증된 약물을 사용하여 금연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3) 여성과 임산부

남성과 여성에서 약물효과에 차이가 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니
코틴 대체 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메타 분석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결론

금연 성공률은 남성에 비해 금연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함께 제공되는 금연 상담의 강도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로 인한 질환으로 인해 절반 정도가

낮은 군에서 더 두드러졌는데, 여성의 흡연 재발을 막기 위해선 좀

사망하고,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10년 정도 조기 사망한다. 사망에

67)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금연 성공률

이르지 않더라도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간접흡연을 통해 주

은 여성에서 낮은데, 바레니클린은 여성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여

위의 사람들에게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담배 양을 줄이거나

68)

최종 금연 성공률은 남녀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종류를 바꾸는 것으로는 건강 위험을 줄이기 어려우며, 오직 완전

임신 시 흡연은 태아의 저체중은 물론, 조산과 사산의 위험을 높

히 담배를 끊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임신 중에도 금연을 시도할 때 여전한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금연을 시도하지만, 자신의 의지만으로 1년

금단 증상을 겪는다. 따라서 의료진은 임산부의 흡연 여부를 확인

동안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3%–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하고, 흡연하는 경우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

야 한다. 금연 상담은 임산부의 금연 성공률을 44% 증가시키므로

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승인된 1차 약물을 제공하는 것을 원

(RR, 1.44; 95% CI, 1.19–1.73) 효과적이고, 금연 성공에 대한 인센티

칙으로 한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약물로 니코틴 대체제와 부프로피

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금연약물로 사용되는 1차

온, 바레니클린이 있다. 최근 효과가 입증된 병합 요법으로 바레니

치료 약물 중,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

클린과 니코틴 대체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안정

어 있지 않아 권유되지 않는다. 한편, 니코틴 대체요법의 안전성에

된 정신 질환자에서도 바레니클린이 효과가 가장 좋고 정신과적 부

대해선 논란이 있는데, 니코틴이 태아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연구

작용도 위약 대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연 목적으로

도 있지만, 임신 시 니코틴 대체요법이 출산의 여러 지표에 부정적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그 근거가 부족하여 우선적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다. 니코틴 대체요법의 금연 효과에 대해

으로 권유되지 않으며, 신종담배(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끊

8개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신 후기에서

는 목적으로도 기존 승인된 1차 약물을 사용해볼 수 있다. 최근 2가

일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임신 시의 뚜렷한 금연 효과를 인

지 이상의 담배를 함께 피우는 중복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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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권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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